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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및 그 백라이트 유닛을 사용한액정표시장치

요약

  본 발명은 시분할(Field Sequential:FS) 구동방법 중 DDAM(Divided Display Area Method) 방식으로 화면을 분할 구
동할 때, 이웃하는 영역으로의 빛샘을 억제하여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시장치의 백라이트 유닛 및 그 백라
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오목한 형태의 램프 하우징과 주도광판의 양쪽 하부에 보
조도광판을 더 구비하여 구성할 수도 있고, 도광판 자체를 분할구동 영역의 수만큼 분리하여 구성할 수도 있고, 도광판 두
장을 적층하고 LED 램프를 상, 하부 도광판에 각각 엇갈리게 분산 배치하여 구성할 수도 있고, 도광판과 액정패널 사이에
옵티컬 셔터(Optical shutter)를 배치하여 구성할 수도 있으며, 확산판의 상면에 옵티컬 셔터를 배치하고 LED 램프를 직하
형으로 구성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LED, 도광판, DDAM, 시분할(F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2는 일반적인 백 라이트 유닛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개략적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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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a는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에지형 3색 백 라이트의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

  도 4b는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직하형 3색 백 라이트의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

  도 5a, 5b는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구동(driving) 방식에 관한 도면

  도 6은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프레임(frame) 단위 컬러영상표시 순서도

  도 7은 종래의 LED를 사용한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

  도 8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의 평면도

  도 8b는 도 8a의 Ⅰ-Ⅰ'선상을 자른 구조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

  도 10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의 구동 평면도

  도 10b는 도 10a의 Ⅱ-Ⅱ'선상을 자른 구조 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상, 하부 도광판의 구조 및 동작 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의 구조 단면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옵티컬 셔터(optical shutter)의 구조 단면도

  도 16a와 도 16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옵티컬 셔터의 상,하부 평면도

  도 17은 도 14의 옵티컬 셔터의 구동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의 구조 및 동작 단면도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의 구조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81 : 주도광판 82 : 보조도광판

  83, 114 : 제 1 반사판 84, 115 : 제 2 반사판

  85, 93, 113, 133, 182 : LED 램프 86 : 램프 하우징

  87, 95, 117, 136 : 도트 패턴 92, 132 : 반사판

  91a, 91b,91c,91d : 제 1, 제 2, 제 3, 제 4 도광판

  94, 116, 134, 181 : PCB 기판 111 : 상부 도광판

  112 : 하부 도광판 131 : 도광판

  135, 184 : 옵티컬 셔터 151, 152 :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

  153, 154 : 제 1, 제 2 투명전극 155, 156 : 제 1, 제 2 편광판

  157 : 액정층 183 : 확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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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제 1 유리기판 202 : 화소 전극

  203 : 박막 트랜지스터 210 : 제 2 유리기판

  211 : 블랙 매트릭스층 212 : 칼라 필터층

  213 : 오버코트층 214 : 공통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백 라이트(Back light) 유닛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시분할(Field Sequential:FS) 구동방법 중 디스플레이 영역
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동하는 DDAM(Divided Display Area Method)를 적용한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및 그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시장치들 중의 하나인 CRT(Cathode Ray Tube)는 TV를 비롯해서 계측기기, 정보 단말기
기 등의 모니터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CRT의 자체 무게와 크기로 인해 전자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의 요구에 적극적으
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종 전자제품이 소형, 경량화되는 추세에서 CRT는 무게나 크기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는 전계 광학적인 효과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 가스방전을
이용한 플라즈마 표시소자(PDP : Plasma Display Panel) 및 전계 발광 효과를 이용한 EL 표시소자(ELD : Electro
Luminescence Display)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액정표시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CRT를 대체하기 위해서 소형, 경량화 및 저소비전력 등의 장점을 갖는 액정표시장치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왔
고, 최근에는 평판 표시장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어 랩탑형 컴퓨터의 모니터뿐만 아니라 데
스크탑형 컴퓨터의 모니터 및 대형 정보 표시장치등에 사용되고 있어 액정표시장치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액정표시장치의 구동원리는 액정의 광학적 이방성과 분극성질을 이용한다. 상기 액정은 구조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분자
의 배열에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액정에 전기장을 인가하여 분자배열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액정의 분자배열 방향을 임의로 조절하면, 액정의 분자배열이 변하게 되고, 광학적 이방성에 의하여 상기
액정의 분자 배열 방향으로 빛이 굴절하여 화상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현재에는 스위칭 소자인 박막 트랜지스터와 이 박막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화소전극이 행렬 방식으로 배열된 능동행렬 액
정표시장치(Active Matrix LCD : AM-LCD)가 해상도 및 동영상 구현능력이 우수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하, 이러한 구동원리에 의해 화면을 구현하는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 1은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는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투명한 제 1, 제 2 유리기판(1, 10)과, 상기
제 1, 제 2, 유리기판(1, 10)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15)으로 구성된 액정패널과, 상기 제 1 유리기판(10)의 배면에 위치하
며 상기 액정패널에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16)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TFT 어레이 기판인 제 1 유리 기판(1)에는, 일정 간격을 갖고 일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개의 게이트 라인(미도
시)과, 상기 각 게이트 라인과 수직한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는 복수개의 데이터 라인(미도시)과, 상기 각 게이
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이 교차되어 정의된 각 화소영역에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되는 복수개의 화소 전극(2)과, 상기 게이
트 라인의 신호에 의해 스위칭되어 상기 데이터 라인의 신호를 상기 각 화소전극에 전달하는 복수개의 박막 트랜지스터
(T)(3)가 형성된다.

  그리고 칼라필터 기판인 제 2 유리 기판(10)상에는 상기 화소 영역을 제외한 부분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 매트릭스층
(11)과, 특정 파장대의 빛만을 투과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하는 R(Red),G(Green),B(Blue)셀로 이루어진 칼라 필터층(12)
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 전극(14)이 형성된다.

  미설명 부호 13은 오버코트층이다.

  이와 같은 상기 제 1, 제 2 유리 기판(1, 10)은 스페이서(spacer)에 의해 일정 공간을 갖고 액정 주입구를 갖는 실(seal)
재에 의해 합착되어 상기 두 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다.

  도 1은 편의상, 제 1, 제 2 유리기판(1, 10)에 한 화소영역만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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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기와 같은 액정표시장치는 외부에서 액정패널로 들어오는 광원의 양을 조절하여 화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
의 광원, 즉 백 라이트(16)가 필요하다.

  이하, 일반적인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일반적인 백 라이트 유닛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형광램프(21), 도광판(22), 확산물질(23), 반사판(24), 확산판(25) 및 프리즘 시트(26)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기 형광램프(21)는 전압이 인가되면 형광램프(21)내에 존재하는 잔류전자들은 양극으로 이동하고, 이동중인 잔
류전자가 아르곤(Ar)과 충돌하여 아르곤이 여기되어 양이온을 증식하고, 증식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여 2차 전자를 방
출한다.

  상기 방출된 2차 전자가 관내를 흘러서 방전을 개시하게 되면 방전에 의한 전자의 흐름이 수은증기와 충돌, 전리하여 자
외선과 가시광이 방출되고, 방출된 자외선이 램프 내벽에 도포된 형광체를 여기시켜 가시광을 방출하여 빛을 발산하게 된
다.

  이어, 상기 도광판(22)은 상기 형광램프(21)에서 발산된 빛을 내부로 입사시켜 상부로 면광원이 출사되도록 하는 웨이브
가이드(Wave-Guide)로서, 광투과력이 우수한 PMMA(Poly Methyl Meth Acrylate) 수지가 사용된다.

  상기 도광판(22)의 광입사 효율에 관계하는 요소로는 도광판 두께 대 램프 직경, 도광판과 램프 사이 거리, 램프 반사판의
형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광램프(21)를 도광판(22) 중심보다 두께 방향으로 비껴 놓음으로서 광입사 효율이 높아
지게 된다.

  LCD용 백 라이트 유닛의 도광판(22)은 인쇄방식의 도광판, V-cut 방식의 도광판 및 산란 도광판 등이 있다.

  이어, 상기 확산물질(23)은 Si02 입자와, PMMA와, 솔벤트(Solvent)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술한 Si02 입자는 광확산

용으로 사용되고, 다공질 입자 구조를 가진다. 또한 PMMA는 Si02 입자를 도광판(22) 하부면에 부착시키기 위해 사용된

다.

  상기 확산물질(23)은 도트 형태로 도광판 하부면에 도포되며, 도광판(22) 상부에서의 균일한 면광원을 얻기 위해 도트의
면적이 단계적으로 커진다. 즉, 형광램프(21)에서 가까운 쪽은 단위면적당 도트가 차지하는 면적율이 작고, 형광램프(21)
에서 먼쪽은 단위 면적당 도트가 차지하는 면적율이 크다.

  이때 도트의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도트의 면적율이 동일하면 도트의 모양에 상관없이 도
광판 상부에서 같은 밝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어, 반사판(24)은 도광판(22) 후단에 설치되어 형광램프(21)에서 출사된 빛이 도광판(22) 내부로 입사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확산판(25)은 도트 패턴이 도포된 도광판(22) 상부에 설치되어 시야각(Viewing Angle)에 따라 균일한 휘도
를 얻도록 하는데, 확산판(25)의 재질로는 PET나 PC(Poly Carbonate) 수지를 사용하며, 확산판(25)의 상부에는 확산 역
할을 하는 입자 코팅층이 있다.

  이어, 프리즘 시트(26)는 상기 확산판(25) 상부로 투과되어 반사되는 광의 정면 휘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상술한 프
리즘 시트(26)는 특정 각도의 광만 투과되도록 하고, 나머지 각도로 입사된 빛은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 프리즘 시트(26) 하
부로 다시 되돌아간다. 상술한 것과 같이 되돌아가는 광은 도광판(22) 하부에 부착된 반사판(24)에 의해 반사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백 라이트 유닛은 몰드 프레임에 고정되며, 백라이트 유닛의 상면에 배치되는 디스플레이 유닛은 탑
샤시로 보호되고, 탑샤시와 몰드 프레임은 그 사이에 백라이트 유닛과 디스플레이 유닛을 수용한 채 결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상기 컬러필터의 빛의 투과율은 최대 33% 이하로 이 컬러필터에 도달된 빛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휘도를 높이
기 위해서 백 라이트를 밝게 해야하므로 소비전력이 커진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컬러필터는 액정표시장치의 다른 재료에 비해 매우 고가라서,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
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액정표시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컬러필터없이 풀-컬러(full-color)를 구현할 수 있는 시
분할 방식의 액정표시장치이다.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트는 항상 켜져있는 상태에서 백색광을 액정패널에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는 한 프레임에 대해서 R,G,B 백라이트 유닛의 R,G,B 광원을 순차적으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점등하여 컬
러영상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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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시분할 방식은 1960년경에 소개된 기술이지만, 고속의 응답속도를 가지는 액정모드와 이러한 액정의 응답속도에
부응하는 광원에 대한 기술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액정표시장치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고속의 응답속도 특성을 띠는 강유전성 액정(FLC ;
Ferroelectric Liquid Crystal), OCB(OpticalCompensated Birefringent) 또는 TN(Twisted Nematic) 액정모드와 고속
점등이 가능한 R,G,B 백라이트를 이용한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가 제안되고 있다.

  특히, 이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용 액정모드로는 OCB모드를 주로 이용하는데, OCB 셀(cell)은 상, 하부기판의 마주
보는 면에 동일한 방향으로 러빙처리를 한 후, 일정한 전압을 인가하여 밴드(bend)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압 인가시
액정분자가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액정이 재배열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응답시간이 대략 5m/sec이내로 아주 빠르게 된
다. 따라서, 상기 OCB 모드의 액정셀은 고속응답특성으로 화면에 잔상을 거의 남기지 않아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에
매우 적합하다.

  도 3은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는 상부기판(30)과 어레이 기판인 하부기판(35)과, 상, 하
부기판(30,35)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38)과, 상, 하부기판(30,35)과 액정층(38)으로 구성되는 액정패널에 빛을 공급하는
R,G,B 3색 백라이트(39)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상, 하부기판(30,35)의 상기 액정층(38)과 마주보는 면에는 이 액정층(38)에 전압을 인가하는 전극역할을 하도록
각각 공통전극(32)과 화소전극(36)이 형성되어 있다.

  이 상부기판(30)과 공통전극(32) 사이에는, 상기 하부기판(35)의 화소전극(36)을 제외한 영역에서의 빛을 차단하는 블랙
매트릭스(31)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하부기판(35) 상에는 화소전극(36)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인 박막 트랜지스터(T)(37)가 상부기
판(30)의 블랙 매트릭스(31)와 대응되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이 박막 트랜지스터(T)(37)는 미도시한 게이트 전극과 소스, 드레인 전극으로 이루어진다.

  미설명 부호 '40'은 오버코트층이다.

  도 3은 편의상, 상, 하부기판(30, 35)에 한 화소영역만을 도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가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컬러필터가 필요없다는 점과,
백 라이트 유닛의 R,G,B 광원을 별개로 점등시키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하, R,G,B 광원을 가지는 백 라이트 유닛을 설명의 편의상 R,G,B 백 라이트로 줄여서 설명하겠다.

  이러한 R,G,B 백 라이트(39)는 이것을 하나의 인버터(미도시)로 구동해 각 색깔마다 1초당 60회씩 총 1백 80회 가량을
점등(Lighting)시킴으로써 눈의 잔상효과를 일으켜 R,G,B 3색을 섞이게 해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R,G,B 백 라이트(39)는 R,G,B 광원이 매초 1백 80회씩 점멸한다고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대로 켜져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예를 들어, 먼저 R 광원을 점등시키고 다음에 B 광원을 점등시키게 되면 잔상효과로 사람눈에 보라색이 보이는 것을 응
용한 것이다.

  즉, 이러한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는 컬러필터가 없는 액정표시장치로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에서 컬러필터의 빛 투
과율이 낮아 전체 휘도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또 3색 백 라이트로 풀-컬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고휘도 고선명
의 특성과, 고가의 재료인 컬러필터의 생략으로 제조비용을 절감된 액정패널을 제공할 수 있어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에 적
합한 장점이 있다.

  즉,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CRT에 비해서 특히 가격이나 선명도면에서 뒤떨어졌으나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액정표시장치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의 양을 조절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수광성 장치이기 때
문에 액정패널에 광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광원, 즉 백 라이트(Back Light)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램프의 배열 방식에 따라 직하형 방식과 에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하형 방식은 평면에 램프를 배치하는데, 램프의 형상이 액정패널에 나타나므로 램프와 액정 패널 사이의 간격을 유지
해 주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광량 분포를 위해 광 산란수단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박형화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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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패널이 대면적화됨에 따라 백 라이트 유닛의 광출사면의 면적도 증가하게 되는데, 직하형 백 라이트 유닛을 대형화
할 경우, 광 산란수단이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면 광 출사면이 평탄치 않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광 산란수단의 두께
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에지 방식은 외곽에 램프를 설치하고 도광판을 이용하여 전체의 면으로 빛을 분산하는 것으로, 램프가 측면에 설치
되고, 빛이 도광판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휘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균일한 광도의 분포를 위해서는 도광판에 대한
고도의 광학적 설계기술과 가공기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직하형 방식과 에지 방식은 나름대로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의 두께보다는 밝기가 중요시되는 액
정표시소자에서는 직하형 방식의 백 라이트 유닛을 주로 사용하고, 노트북 PC나 모니터용 PC와 같은 두께가 중요시되는
액정표시소자에서는 에지 방식의 백 라이트 유닛이 주로 사용된다.

  도 4a, 4b는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용 백라이트 유닛의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도 4a에서는 에지 방식
백라이트 유닛, 도 4b는 직하형 백라이트 유닛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도 4a에서 도시한 에지 방식 R,G,B 백라이트(40)는 액정패널(41)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일렬로 배치한 R,G,B 광원을
두어 미도시한 도광판, 반사판에서 광선을 받아 확산하는 조명기구로써 광원으로는 냉음극관 램프(CCFL ; Cold Cathode
Flurescent Lamp)가 주로 사용되며, 박형으로 무게가 가볍고 소비전력이 낮아 휴대용 컴퓨터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도 4b에서 도시한 직하형 R,G,B 백 라이트(45)는 R,G,B 광원(46)이 산란판(47) 하단부에 위치하여, 액정패널(41) 전면
에 직접 조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R,G,B 광원(46)을 한 단위로 하여 여러개가 수평하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직하형은 휘도가 중요시되는 영상장치에 주로 쓰이는데, 자체적으로 두껍고 휘도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
란이 많이 되므로 전력소모가 크다.

  도 5a는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구동(driving)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어레이 기판의 일부분에 대한 도면이
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 기판인 하부기판상에는 가로방향의 게이트 라인(50)과,
이 게이트 라인(50)과 직교하는 데이터 라인(51)과, 게이트 라인(50) 및 데이터 라인(51)이 교차하는 위치에 형성되는 박
막 트랜지스터(T)와, 이 박막 트랜지스터(T)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소전극(52)이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식은 상기 데이터 라인(51)에 영상신호를 인가하고, 상기 게이트 라인(50)에 전기적 펄
스를 주사(scan)방식으로 인가하여 이루어진다.

  액정표시장치는 게이트 라인(50)에 선택적인 게이트 펄스전압이 인가됨으로써 구동되는데, 화질의 개선을 위하여 이러
한 게이트펄스 전압의 인가방식은 게이트주사 입력장치에 의해서 한 번에 한 라인씩 전압을 인가하고 연속적으로 다음 인
접한 게이트 라인으로 이동하여 인가하는 선순차 구동방식이 사용되고, 모든 게이트 라인(50)에 게이트 펄스전압이 인가
되면 한 프레임(frame)이 완성된다.

  즉, 게이트펄스 전압이 n번째 게이트 라인에 인가되면 게이트 펄스전압이 인가된 게이트 라인에 연결된 모든 박막 트랜지
스터(T)가 동시에 턴-온(turn-on)되고, 이러한 턴-온된 박막 트랜지스터(T)를 통해서 데이터 라인의 화상신호가 액정셀
및 저장 캐패시터에 축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액정셀에 축적된 데이터 영상신호와 이 영상신호의 전압에 따라 액정셀 내의 액정분자는 재배열되어 백
라이트 빛이 액정셀을 통과하여 원하는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다.

  도 5b에서는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식에 관한 타임 차트(time chart)에 관한 도면을 도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식은, R, G, B 광원별 전체 박막 트랜지스터를 주사(scannign) 후, 그 다
음 전압의 인가에 따라 액정이 완전히 재배열되면, R,G,B 광원을 각각 점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체 구동영역에 대해서 백 라이트는 한 프레임에 대해서 광원별로 1회 점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각 광원별로 이러한 구동과정은 1주기(f/3)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하나의 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주기는,

  f/3(55) = tTFT(56) + tLC(57) + tBL(58)

  (f : 프레임 주파수(frame frequency), tTFT : 전체 박막 트랜지스터의 주사시간(scanning time), tLC : 할당된
(assigned)액정의 응답시간, tBL: 백라이트 섬광시간(flash time))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이 tBL(58)을 일정한 값으로 할 때, 액정표시장치의 설계조건에 따라 만약 tTFT(56)가 증가하면 한 프레임의 간격
은 고정되있으므로, tLC(57)의 필요한 크기는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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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tLC(57)가 감소하게 되어, 할당된 액정의 응답시간에 비하여 실제 액정의 응답시간이 길면, 할당된 액정이 제대로
배열되기 전에 백라이트가 발광되어 화면색이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 6은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의 한 프레임(frame)단위 컬러영상표시 순서도이다.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에서 컬러영상표시 방법은 한 프레임 시간을 1/60초로 하고, 이 1/60초에 대해서
R,G,B 백라이트의 R,G,B 삼색 광원이 각각 1/180초(5.5msec)씩 순차적으로 점멸(on/off)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R,G,B 광원이 한 프레임에서 실질적으로 켜지는 시간은 각각 1/180초보다 짧게 된다. 왜냐하면, R,G,B 광원
이 연속으로 온상태로 영상을 구현하게 되면 R,G,B간에 서로 색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시분할 방식 액정표시장치에서 컬러영상을 표시하는 순서는, 화면의 기본단위인 한
프레임(F)에 대하여 R,G,B에 대하여 3개의 서브 프레임(s1,s2,s3)을 구성하고, R,G,B 광원(60a, 60b, 60c) 각각 1/18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온/오프(on/off)하며, 액정패널(61)에 빛을 공급하여 컬러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시분할 구동방법은 보통의 경우 액정의 응답속도가 느려 1프레임내에 구동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영역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동하는 DDAM(Divided Display Area Method)을 사
용한다.

  다음에 상기 DDAM(Divided Display Area Method)에 의해서 구동하는 종래 액정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DDAM에 의해 구동하는 액정표시장치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패널(미도시)의 배면에 구성된 도광판(71)의 양
측면에 LED 광원(72)이 배치되고, 상기 LED 광원(72)에 의해 액정패널을 조명하므로써 어두운 장소에서도 화면을 표시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ED 광원(72)은 1차원적으로 배열된 LED 램프(73)로 구성되는데, 상기 LED 램프(73)는 PCB 기판상에 적
색 LED, 녹색 LED, 청색 LED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때 도광판(71)은 액정 화면을 4개의 영역 즉, 제 1 내지 제 4 영역(71a,71b,71c,71d)으로 나누어 순차 구동하도록 4분
할되어 있다.

  상기 도광판(71)은 격리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영역이 나뉘도록 정의된 것이다.

  그리고 LED 램프(73)는 분할 영역별로 전압을 인가하여 점등시키고, 상기 점등한 적색, 녹색, 청색의 광이 도광판(71)내
에서 산란하는 것에 의해 액정패널의 배면에 순차 조명한다.

  상기에서와 같이 상기 LED 광원(72)의 LED 램프(73)는 구동될 분할영역에 대응되는 LED 램프(73)만 순차적으로 점등
시켜서 액정패널에 시분할로 화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구동될 분할 영역에 대응하는 LED 램프(73)만 순차적으로 점등되도록 하여 순차 구동시킬 때(DDAM으로
구동시킬 때), 구동 영역이외의 이웃한 도광판 및 액정패널로 빛이 새는 빛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영향으로 디스플레
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의 목적은 시분할(Field
Sequential:FS) 구동방법 중 DDAM(Divided Display Area Method) 방식으로 화면을 분할 구동할 때, 구동영역 이외의
이웃하는 영역으로의 빛샘을 억제하여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및 그 백라이트 유
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
의되어 있는 주도광판과, 상기 주도광판의 양쪽 가장자리 하부에 구성된 보조도광판과, 상기 주도광판과 보조도광판의 각
하부에 구비된 제 1, 제 2 반사판과, 상기 보조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주도광
판의 측면과 상기 보조도광판 및 상기 광원부의 측,하면을 감싸도록 연장 형성된 하우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주도광판의 하면에는 복수개의 도트 패턴이 구성되어 있다.

  상기 하우징은 상기 주도광판과 상기 보조도광판의 측면에서 오목한 형태를 이룬다.

  상기 보조도광판은 상기 주도광판보다 작은 폭을 갖고 일방향으로 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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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광원부는 R(Red), G(Green), B(Blue)의 광원을 갖는 LED 램프이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구성된 제
1 내지 제 n 도광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일
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상기 광원부가 배치되어 있는 PCB기판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광원부는 상기 PCB기판상에 발광부와 바디(body)부로 나누어 구성된다.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하면에는 복수개의 도트 패턴이 인쇄되어 있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시분할 구동하도록 각각 n개의 영역으로 나
뉘어 정의되며 적층 형성된 상, 하부 도광판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각 제 1 내지 제 n 영역의 양측면에 엇갈리어 배열
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하부 도광판의 하부에 형성된 제 1 반사판과, 상기 상부 도광판중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된
영역의 하부에만 배치된 제 2 반사판들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양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부착되어 있는 PCB기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이 DDAM 방식에 의해 4분할 구동하도록 제 1 내지 제 4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경우, 상기 상부
도광판의 제 1, 제 3 영역(제 2, 제 4 영역)의 양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되면, 상기 하부 도광판의 제 2, 제 4 영역(제
1, 제 3 영역)의 양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된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는 도광판과, 상기 도광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
의 LED 램프와, 상기 도광판의 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치되어 형성된 PCB기판과, 상기 도광판 상면에 배치되어 상기
도광판과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옵티컬 셔터는 상기 도광판과 대응되게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된다.

  상기 옵티컬 셔터는 일정 간격으로 대향된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과, 상기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상에 각각 형성된 제 1,
제 2 투명전극과, 상기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의 배면에 각각 형성된 제 1, 제 2 편광판과, 상기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 사
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다.

  상기 상부 플라스틱 기판의 상기 제 1 투명전극은 제 1 내지 제 n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기 LED 램프의 동기 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픈되도록 스위칭부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제 2 투명전극은 상기 하부 플라스틱 기판의 전면에 형성된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PCB 기판상에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
와, 상기 LED 램프의 상면에 위치하며, 상기 LED 램프로부터 발광되는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판과,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으며 상기 LED 램프에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주도광판과, 상기 주도광판의 양쪽 가장자리 하부에 구성된 보조도광판과, 상기 주도광판과 보조도광판의
각 하부에 구비된 제 1, 제 2 반사판과, 상기 보조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주
도광판의 측면과 상기 보조도광판 및 상기 광원부의 측,하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하우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
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정패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
로 분리되어 구성된 제 1 내지 제 n 도광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상기 광원부가 배
치되어 있는 PCB기판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정패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시분할 구동하도록 각각 제 1 내지
제 n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며 적층 형성된 상, 하부 도광판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각 제 1 내지 제 n 영역의 양측면에
엇갈리어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하부 도광판의 하부에 형성된 제 1 반사판과, 상기 상부 도광판중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된 영역의 하부에만 배치된 제 2 반사판들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양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부착되어 있
는 PCB기판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
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정패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
어 정의되어 있는 도광판과, 상기 도광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
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도광판의 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치되어 형성된 PCB기판과, 상기 도광판 상면에 배치되어
상기 도광판과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
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정패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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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PCB 기판상에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
프와, 상기 LED 램프의 상면에 위치하며, 상기 LED 램프로부터 발광되는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판과, 시분
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으며 상기 LED 램프에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
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정패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DDAM 구동시 점등되는 영역 이외의 이웃하는 영역으로의 빛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하 실시예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제 1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은 램프 하우징을 오목한 형태로 구성하고, 주도광판 양쪽 하부에 보조도광
판을 더 구비한 것에 구성적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은 임의적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을 n개로 분할하여 구동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도광판을 4개로 분리한 4분할
구동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8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의 평면도이고, 도 8b는 도 8a의 Ⅰ-Ⅰ'선상을 자른 구
조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도 8a와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DDAM 방식에 의해 시분
할 구동하도록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는 주도광판(81)과, 주도광판(81)의 양쪽 가장자리 하부에 주도광판
(81)보다 적은 폭을 갖고 일방향으로 배열된 보조도광판(82)과, 주도광판(81)과 보조도광판(82)의 각 하부에 구비된 제 1,
제 2 반사판(83, 84)과, 보조도광판(82)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85)와, 주도광판(81)의
측면과 보조도광판(82) 및 상기 LED 램프(85)의 측,하면을 감싸도록 연장 형성되어 LED 램프(85)에서 발산된 빛을 한 방
향으로 집광시키는 램프 하우징(86)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주도광판(81)의 하면에는 LED 램프(85)에서 발산된 빛이 액정패널의 하면으로 출광하도록 복수개의 도트 패턴(87)
이 구성되어 있다.

  상기 주도광판(81)은 제 1, 제 2, 제 3, 제 4 영역(81a,81b,81c,81d)으로 정의되어 순차적으로 시분할 구동한다.

  상기 제 1, 제 2 반사판(83, 84)은 주도광판(81) 및 보조도광판(82)으로 입사된 빛을 액정패널의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역
할을 한다.

  상기 LED 램프(85)는 액정패널에 빛을 공급하기 위한 R(Red), G(Green), B(Blue) 광원으로 구성된다.

  램프 하우징(86)은 주도광판(81)과 보조도광판(82)의 측면에서 오목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상기에서 주도광판(81)의 양쪽 가장자리 하부에 보조도광판(82)을 구성한 이유는 LED 램프(85)로부터 주도광판(81)에
직접 빛을 입사시키지 않고, LED 램프(85)의 빛을 항상 램프 하우징(86)을 통해 반사하여 주도광판(81)으로 입광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램프 하우징(86)을 오목한 형태로 구성하는 이유는 LED 램프(85)의 빛이 램프 하우징(86)의 반사에 의해 주도광판
(81)으로 입광할 때, 램프 하우징(86)에서 주도광판(81)으로 반사되는 빛의 반사각을 최소화시켜서 분할 구동영역 이외의
이웃한 영역으로 빛이 새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 8a와 도 8b는 주도광판(81)의 제 2 영역(81b)으로 빛이 입광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제 2 영역(81b)에 대응되는
LED 램프(85)에서 빛이 발산되고, LED 램프(85)의 빛은 보조도광판(82)에서 산란되어 램프 하우징(86) 내부로 전달되고,
전달된 빛은 램프 하우징(86)에서 반사되어 주도광판(81)으로 전달된다.

  상기와 같은 빛의 전달은 제 1 영역에서부터 제 4 영역(81a~81d)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램프 하우징(86)의 구성적
특징에 의해서 분할 구동영역 이외의 이웃한 영역으로의 빛샘이 최소화 된다.

  제 2 실시예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도광판 자체를 분할구동 영역의 수만큼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이고, 도 10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의 구동 평면도이며, 도 10b는 도 10a의 Ⅱ-Ⅱ'선상을 자른 구조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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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임의적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을 n개로 분할하여 구동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도광판을 4개로 분리한 4분할
구동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은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분할 구동하도록 4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구성된 제 1 내지 제 4 도광판(91a,91b,91c,91d)과, 제 1 내지 제 4 도광판(91a,91b,91c,91d)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92)
과, 제 1 내지 제 4 도광판(91a,91b,91c,91d)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93)와, 제 1 내지
제 4 도광판(91a,91b,91c,91d)의 양측면에 복수개의 LED 램프(93)가 배치되어 있는 PCB기판(94)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LED 램프(93)는 PCB기판(94)상에 발광부(93a)와 바디(body)부(93b)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 1 내지 제 4 도광판(91a,91b,91c,91d)의 하면에는 복수개의 도트 패턴(95)이 인쇄되어 있다.

  상기 구성을 갖는 백 라이트 유닛은 제 1 도광판(91a)에서 제 4 도광판(91d)까지 순차 구동하는 것으로, LED 램프(93)로
부터 각 도광판에 입광된 빛은 공기의 굴절율 차이에 의해서 내부 전반사되어 구동영역 이외의 도광판으로 전파가 억제된
다.

  도 10a는 제 2 도광판(91b)으로 LED 램프(93)의 빛이 입광되는 모습을 보인 평면도로써,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도광판
(91b)에 대응되는 영역의 LED 램프(93)로부터 제 2 도광판(91b)에 입광된 빛은 제 2 도광판(91b)과 공기의 굴절율 차이
에 의해서 내부 전반사되어 구동영역 이외의 제 1, 제 3, 제 4 도광판(91a,91c,91d)으로 전파가 억제된다.

  그리고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도광판(91b)에 입광된 빛은 제 2 도광판(91b) 하면에 인쇄된 도트 패턴(95)에
의해 산란되어 액정패널(미도시)로 전달된다.

  상기와 같이 도광판을 분할 구동영역의 수만큼 분리하여 구성하면, 각 도광판으로 입광된 빛이 내부에서 전반사되므로
구동영역 이외의 이웃한 도광판으로의 빛샘을 억제할 수 있다.

  제 3 실시예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도광판 두장을 적층구성 하고, LED 램프를 상, 하부 도광판
의 측면에 엇갈리게 분산 배치하는 것에 구성적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이고, 도 12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상, 하부 도광판의 구조 및 동작 단면도이다.

  본 발명은 임의적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을 n개로 분할하여 구동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도광판을 4개의 영역으로 분할
구동하는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DDAM 방식에 의해 시분할 구동
하도록 각각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며 적층 형성된 상, 하부 도광판(111, 112)과, 상부 도광판(111)의 제 1 내지
제 4 영역(111a,111b,111c,111d)의 양측면 및 하부 도광판(112)의 제 1 내지 제 4 영역(112a,112b,112c,112d)의 양측
면에 엇갈리어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113)와, 상기 하부 도광판(112)의 하부에 형성된 제 1 반사판(114)과, 상부 도
광판(111)중 LED 램프(113)가 배열된 영역의 하부에만 배치된 제 2 반사판(115)들과, 상, 하부 도광판(111,112)의 양측
면에 복수개의 LED 램프(113)가 부착되어 있는 PCB기판(116)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LED 램프(113)는 PCB기판(116)상에 발광부(113a)와 바디(body)부(113b)로 구성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상, 하부 도광판(111,112)은 DDAM 방식에 의해 분할 구동하도록 각 도광판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상, 하부 도광판(111,112)의 LED 램프(113)가 배열된 도광판의 하면에는 도트 패턴(117)이 인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부 도광판(111)의 제 1, 제 3 영역(111a, 111c)의 양측면에 LED 램프(113)가 배열되고 그 하면에 도트 패
턴(117)이 인쇄되어 있으면, 하부 도광판(112)의 제 2, 제 4 영역(112b,112d)의 양측면에 LED 램프(113)가 배열되고 그
하면에 도트 패턴(117)이 인쇄되어 있다.

  이때, 상부 도광판(111)의 제 2, 제 4 영역(111b,111d)과 하부 도광판(112)의 제 1, 제 3 영역(112a,112c)의 양측면과
그 하면에는 LED 램프(113)도 배열되어 있지 않고, 도트 패턴(117)도 인쇄되어 있지 않다.

  상기에서와 같이 도트 패턴(117)은 상기 LED 램프(113)가 배열된 영역의 도광판 하면에만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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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구성된 백 라이트 유닛은 상부 도광판(111)의 제 1 영역 → 하부 도광판(112)의 제 2 영역 → 상부 도광판
(111)의 제 3 영역 → 하부 도광판(112)의 제 4 영역의 순으로 순차 구동하도록 대응되는 LED 램프(113)들이 점등되고,
LED 램프(113)를 통해 상, 하부 도광판(111,112)에 입광된 빛은 각 도광판 하면의 도트 패턴(117)의 산란에 의해서 액정
패널로 빛을 출광시킨다.

  상기에서와 같이 도광판으로 입광된 빛은 도트 패턴(117)에 의해 액정패널로 출광한다.

  좀 더 자세하게는 상,하부 도광판(111,112)의 제2영역에서의 빛의 경로를 보면,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면에 도트 패턴(117)이 인쇄되지 않은 상부 도광판(111)의 제2영역에서는 임계각보다 큰 대
부분의 빛이 도광판 내부에서 전반사를 일으켜서 액정패널로 빛이 출광하지 못하는 반면, 하면에 도트 패턴(117)이 인쇄
된 하부 도광판(112)의 제2영역에서는 도트 패턴(117)에 의해 빛이 산란되어 액정패널로 빛이 출광한다.

  상기와 같이 도광판 두장을 적층하고, LED 램프(113) 및 도트 패턴을 상, 하부 도광판에 엇갈리게 분산 배치하면 구동영
역 이외의 이웃한 도광판으로 빛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도광판과 액정패널 사이에 옵티컬 셔터(optical shutter)를
배치하는데 그 구성적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라이트 유닛의 사시도이고, 도 14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백라이트 유닛의 구조 단면도이다.

  본 발명은 임의적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을 n개로 분할하여 구동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도광판을 4개의 영역으로 분할
구동하는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도 13과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DDAM 방식에 의해 시분
할 구동하도록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는 도광판(131)과, 도광판(131)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132)과, 도광
판(131)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133)와, 도광판(131)의 측면에 상기 LED 램프(133)가
배치되어 형성된 PCB기판(134)과, 상기 도광판(131) 상면에 배치되어 LED 램프(133)와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
(13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LED 램프(133)는 PCB기판(134)상에 발광부(133a)와 바디(body)부(133b)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도광판(131)의 하면에는 복수개의 도트 패턴(136)이 인쇄되어 있다.

  상기 옵티컬 셔터(135)는 상기 도광판(131)과 대응되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DDAM 방식에 의해 시분할 구동할
때 상기 LED 램프(133)에 동기되어 오픈됨으로써 이웃한 영역으로 새는 빛이 있다고 해도 액정패널로 출광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다.

  이하, 상기와 같이 LED 램프(133)에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135)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옵티컬 셔터(optical shutter)의 구조 단면도이고, 도 16a와 도 16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옵티컬 셔터의 상, 하부 평면도이며, 도 17은 옵티컬 셔터를 이용한 백 라이트의 구동을 나타낸 도면이
다.

  옵티컬 셔터(135)는 플라스틱 LCD로 구성할 수 있는데, 도 15, 도 16a와 도 1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대향
된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151, 152)과,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151,152)상에 각각 형성된 제 1, 제 2 투명전극
(153,154)과, 상기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151,152)의 배면에 각각 형성된 제 1, 제 2 편광판(155,156)과, 상, 하부 플라
스틱 기판(151,152)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157)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부 플라스틱 기판(151)의 제 1 투명전극(153)은 제 1 내지 제 4 영역(153a,153b,153c,153d)으로 분리되어 있
고, 각각 LED 램프(133)(도 13참조)의 동기 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픈되도록 스위칭부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 플라스틱 기판(152)상의 제 2 투명전극(154)은 공통전극 역할을 하도록 하부 플라스틱 기판(152) 전면에
형성되어 있다.

  도 17은 도광판(131)의 제 2 영역으로 LED 램프(133)의 빛이 출광될 때, 제 2 영역에 대응되는 옵티컬 셔터(135)의 제 2
영역만 오픈되어 이 영역에서만 빛이 출광하는 옵티컬 셔터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도 17의 옵티컬 셔터는 VA 모드 LC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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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2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옵티컬 셔터(135)가 닫혀있으므로 빛샘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액정패널로 출광하
지 못한다.

  상기와 같이 LED 램프(133)에 동기되어 선택적으로 오픈되는 옵티컬 셔터(135)를 이용하면 구동영역 이외의 이웃한 영
역으로 빛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 5 실시예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확산판의 상면에 옵티컬 셔터를 배치하고, LED 램프를 직하
형으로 구성한 것에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방식 백 라이트 유닛의 사시도이고, 도 19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의 구조 및 동작 단면도이다.

  본 발명은 임의적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을 n개로 분할하여 구동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옵티컬 셔터를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구동하는 백 라이트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은 도 18과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PCB 기판(181)상에 배열
된 복수개의 LED 램프(182)와, 상기 LED 램프(182)의 상면에 램프로부터 발광되는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
판(183)과, DDAM 방식에 의해 시분할 구동하도록 4개의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LED 램프에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
컬 셔터(18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LED 램프(182)는 옵티컬 셔터(184)에 대응되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구동하며, 발광부(182a)와 바디(body)부(182b)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옵티컬 셔터(184)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와 동일 구성을 갖는다.

  상기 직하형의 LED 백 라이트 유닛은 확산판 상면에 옵티컬 셔터를 구성하고, 발광하는 LED 램프에 대응되는 영역만 오
픈하므로써 이웃하는 영역으로 빛샘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상기의 구성을 갖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의 구조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제 1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 유닛
(도 8a와 도 8b)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투명한 제 1, 제 2 유리기판(201, 210)과, 상기 제 1, 제 2, 유리기판
(201, 210)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215)으로 구성된 액정패널이 구비되어 구성된다.

  여기서, TFT 어레이 기판인 제 1 유리 기판(201)에는, 일정 간격을 갖고 일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개의 게이트 라인(미
도시)과, 상기 각 게이트 라인과 수직한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는 복수개의 데이터 라인(미도시)과, 상기 각 게
이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이 교차되어 정의된 각 화소영역에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되는 복수개의 화소 전극(202)과, 상기
게이트 라인의 신호에 의해 스위칭되어 상기 데이터 라인의 신호를 상기 각 화소전극에 전달하는 복수개의 박막 트랜지스
터(T)(203)가 형성된다.

  그리고 칼라필터 기판인 제 2 유리 기판(210)상에는 상기 화소 영역을 제외한 부분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 매트릭스
층(211)과, 특정 파장대의 빛만을 투과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하는 R(Red),G(Green),B(Blue)셀로 이루어진 칼라 필터층
(212)과,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 전극(214)이 형성된다.

  미설명 부호 213은 오버코트층이다.

  이와 같은 상기 제 1, 제 2 유리 기판(201, 210)은 스페이서(spacer)에 의해 일정 공간을 갖고 액정 주입구를 갖는 실
(seal)재에 의해 합착되어 상기 두 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다.

  도 20은 편의상, 제 1, 제 2 유리기판(201, 210)에 한 화소영역만을 도시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제 2 내지 제 5 실시예에 따
른 백 라이트 유닛(도 9, 도 11, 도 13, 도 18)의 상부에 상술한 액정패널을 구비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실시예로부터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를 포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하여 각종 표시장치의 후미 또는 전방에서 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발광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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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및 그 백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
다.

  첫째, 램프 하우징을 오목한 형태로 구성하여 램프 하우징에 반사되는 빛의 반사각을 최소화시켜서, DDAM 구동시 이웃
한 영역으로의 빛샘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도광판을 일정간격을 갖도록 분리하여 구성하므로써, DDAM 구동시 이웃한 영역으로의 빛샘을 방지하여 디스플레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두장의 도광판을 적층하고 LED 램프를 상, 하부 도광판에 분산 배치하므로써, DDAM 구동시 이웃한 영역으로의
빛샘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백 라이트의 LED 램프에 동기되어 오픈되는 옵티컬 셔터를 구비하므로써, DDAM 구동시 이웃한 영역으로의 빛샘
을 방지하여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주도광판과,

  상기 주도광판의 양쪽 가장자리 하부에 구성된 보조도광판과,

  상기 주도광판과 보조도광판의 각 하부에 구비된 제 1, 제 2 반사판과,

  상기 보조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주도광판의 측면과 상기 보조도광판 및 상기 광원부의 측,하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하우징을 포함하며,

  이때, 상기 하우징은 상기 주도광판과 상기 보조도광판의 측면에서 오목한 형태를 이룸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도광판의 하면에는 복수개의 도트 패턴이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도광판은 상기 주도광판보다 작은 폭을 갖고 일방향으로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부는 R(Red), G(Green), B(Blue)의 광원을 갖는 LED 램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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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분리되어 구성된 제 1 내지 제 n 도광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상기 광원부가 배치되어 있는 PCB기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부는 상기 PCB기판상에 발광부와 바디(body)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하면에는 복수개의 도트 패턴이 인쇄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
닛.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부는 R(Red),G(Green),B(Blue)의 LED 램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10.

  시분할 구동하도록 각각 제 1 내지 제 n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며 적층 형성된 상, 하부 도광판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각 제 1 내지 제 n 영역의 양측면에 엇갈리어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하부 도광판의 하부에 형성된 제 1 반사판과,

  상기 상부 도광판중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된 영역의 하부에만 배치된 제 2 반사판들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양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부착되어 있는 PCB기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
이트 유닛.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LED 램프는 상기 PCB기판상에 발광부와 바디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된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하면에는 도트 패턴이 인쇄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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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이 DDAM 방식에 의해 4분할 구동하도록 제 1 내지 제 4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경우,

  상기 상부 도광판의 제 1, 제 3 영역(제 2, 제 4 영역)의 양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되면, 상기 하부 도광판의 제 2,
제 4 영역(제 1, 제 3 영역)의 양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14.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는 도광판과,

  상기 도광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도광판의 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치되어 형성된 PCB기판과,

  상기 도광판 상면에 배치되어 상기 도광판과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LED 램프는 상기 PCB기판상에 발광부와 바디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의 하면에는 복수개의 도트 패턴이 인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옵티컬 셔터는 상기 도광판과 대응되게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옵티컬 셔터는 일정 간격으로 대향된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과,

  상기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상에 각각 형성된 제 1, 제 2 투명전극과,

  상기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의 배면에 각각 형성된 제 1, 제 2 편광판과,

  상기 상, 하부 플라스틱 기판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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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라스틱 기판의 상기 제 1 투명전극은 제 1 내지 제 n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기 LED 램프의 동기 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픈되도록 스위칭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투명전극은 상기 하부 플라스틱 기판의 전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21.

  PCB 기판상에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LED 램프의 상면에 위치하며, 상기 LED 램프로부터 발광되는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판과,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으며 상기 LED 램프에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LED 램프는 발광부와 바디(body)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

청구항 23.

  청구 1항, 6항, 10항, 14항, 21항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
정패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유리기판상에는 일정 간격을 갖고 일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개의 게이트 라인과;

  상기 게이트 라인과 수직 교차하여 화소영역을 정의하는 복수개의 데이터 라인과;

  상기 게이트 라인과 상기 데이터 라인이 교차되어 정의된 상기 화소영역에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되는 복수개의 화소 전
극과;

  상기 게이트 라인과 상기 데이터 라인이 교차되는 부분에 형성되는 복수개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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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리 기판상에는 화소영역을 제외한 부분의 빛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 매트릭스층과;

  특정 파장대의 빛만을 투과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하는 칼라 필터층과;

  상기 칼라 필터층을 포함한 상기 제 2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공통 전극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
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6.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주도광판과, 상기 주도광판의 양쪽 가장자리 하부에 구성된 보조도광
판과, 상기 주도광판과 보조도광판의 각 하부에 구비된 제 1, 제 2 반사판과, 상기 보조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주도광판의 측면과 상기 보조도광판 및 상기 광원부의 측,하면을 감싸도록 형성된 하우징
을 포함하며, 이때, 상기 하우징은 상기 주도광판과 상기 보조도광판의 측면에서 오목한 형태를 이룸을 특징으로 하는 표
시장치의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
정패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7.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분리되어 구성된 제 1 내지 제 n 도광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
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광원부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도광판의 양측면에 상기 광원부가 배치되어 있는 PCB기판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
정패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8.

  시분할 구동하도록 각각 제 1 내지 제 n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며 적층 형성된 상, 하부 도광판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
의 각 제 1 내지 제 n 영역의 양측면에 엇갈리어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하부 도광판의 하부에 형성된 제 1 반
사판과, 상기 상부 도광판중 상기 LED 램프가 배열된 영역의 하부에만 배치된 제 2 반사판들과, 상기 상, 하부 도광판의 양
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부착되어 있는 PCB기판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
정패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9.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는 도광판과, 상기 도광판의 하부에 구비된 반사판과, 상기 도광판
의 양측면에 일정간격을 갖고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도광판의 측면에 상기 LED 램프가 배치되어 형성된
PCB기판과, 상기 도광판 상면에 배치되어 상기 도광판과 동기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
정패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0.

  PCB 기판상에 배열된 복수개의 LED 램프와, 상기 LED 램프의 상면에 위치하며, 상기 LED 램프로부터 발광되는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판과, 시분할 구동하도록 n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정의되어 있으며 상기 LED 램프에 동기
되어 구동하는 옵티컬 셔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백 라이트 유닛과;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의 상부에 일정 공간을 갖고 합착된 제 1, 제 2 유리기판 및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층으로 구성된 액
정패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 유닛을 사용한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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